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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Heston 모형은 변동성이 평균회귀 확률과정을 따르면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확률변동성 모형으로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 모형보다 실제 시장 수익률 확률분포함수의 

꼬리부분이 로그정규분포보다 더 천천히 감소하는 ‘두꺼운 꼬리’ 

효과를 가진다. 또한, 수익률 확률분포와 옵션 가격결정의 닫힌 

해(closed form solution)가 존재하여 주식가격 모델링이나 

금융파생상품 가격책정에 널리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이용하여 Heston 모형의 

모수를 추정,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과 과거 실제 데이터의 시간 

구간별 수익률 확률분포와 비교해보고 KOSPI200 지수 옵션의 

가치 평가에 적용하였다. 먼저, KOSPI200 지수의 로그수익률 

확률분포를 시간 구간별(1일, 5일, 20일, 40일)로 구분하고 모수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확률분포에 비모수적 핵 밀도(Kernel 

density)를 적용하였다. 모수 추정 과정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목적함수를 도입하고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모수를 도출하였다. Heston 모형,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 

실제 시장 수익률 확률분포의 Value at Risk(VaR)와 Expected 

Shortfall(ES)을 비교해보고, Heston 모형에서 두꺼운 꼬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모형의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 가격과의 오차분석을 실시하여 거래량이 유의미한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내 근월물에서 Heston 모형의 콜옵션 

가격이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 콜옵션 가격보다 실제 시장 가격에 

더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 핵 밀도, 유전 알고리즘, 

모수 추정, 옵션 가치 평가 

학  번 : 2014-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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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일반적으로 주가의 확률적 동역학(stochastic dynamics) 

가정은 대수정규(log-normal) 확률분포함수로 표현되는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이 대표적이다. (Wilmott, 

1998) 1973년 Black-Scholes는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을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Black and Scholes, 1973) 그러나, 주가 수익률의 실제 모습은 

두꺼운 꼬리(fat tail)와 높은 첨도(high peak)를 따르는 모형에서 

더 잘 묘사된다. 많은 연구에서 확률분포함수의 꼬리 부분이 

대수정규 분포가 보이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감소하는 두꺼운 꼬리 

효과(‘fat-tail’ effect)가 나타났고, (Bouchaud and Potters, 2001; 

Mantegna and Stanley, 2000; Voit, 2001) 특히, 멱함수(power-

law) 성질을 띄는 꼬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Mandelbrot, 1963; Mantegna and Stanley, 1995)  

실증 연구 결과에서 변동성을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에서 

사용하는 상수(constant) 대신에 평균회귀(mean-reverting) 확률 

과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있고, (Engle, 2001; 

Fouque, 2000) 수익률 분포의 모형을 시장과 더 비슷하게 

나타내기 위해 확률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 모형이나 점프 

확산(jump-diffusion) 모형 등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의 이용은 기존의 Black-Scholes 체계를 

발전시켰다. 관련 모형으로 Merton (1976), Madan and Seneta 

(1990), Heston (1993), Barndorff-Nielsen (1997, 1998), Kou 

(2002)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주가 변동성의 제곱이 Cox-Ingersoll-Ross(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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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따르는, (Fouque et al, 2000) 변동성이 평균회귀 

확률과정을 따르면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Heston 모형 (1993)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Heston 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장점 때문에 주가 모델링과 금융 파생상품의 가격 

책정에 널리 이용된다. 

첫째, 평균회귀 확률과정을 따르는 변동성을 가지는 Heston 

모형은 시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보다 

이점을 가진다. 실제 옵션 가격의 변동성이 변동성 

스마일(volatility smile)을 보이기 때문에 Black-Scholes 모형의 

고정 변동성 가정은 시장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가격 책정에 있어서 

확률적 변동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헷징(hedging)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Bakshi, 1997)  

둘째, 옵션 가격 책정의 닫힌 해가 존재한다. Heston 모형에서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방법을 이용하여 바닐라 

옵션에 대한 가격 책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닫힌 해가 

존재한다. (Carr and Madan, 1998) 

셋째, Heston 모형의 로그수익률 확률분포가 닫힌 형태로 

존재한다.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는 Fokker-Planck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도출하여, 과거 실제 주가 수익률로부터 효율적인 모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Heston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에 대한 연구로는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 Silva and Yakovenko (2003), 

Daniel et al. (2005), Goncu and Yang (2014) 등이 있다. Goncu 

and Yang (2014)은 중국 증권 시장 실제 데이터에 핵 밀도를 

적용한 뒤에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이용하여 모수 추정을 한 후, 적합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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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Heston 모형이 중국 증권 시장을 잘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한국 증권 시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 확률분포에 대한 

모수 추정과 KOSPI200 지수 옵션의 가격 책정을 실시하였다.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과 Heston 모형, 과거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Heston 모형 확률분포의 두꺼운 꼬리 효과를 확인하고,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을 통해 모형 별로 가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으로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을 시간 

구간별로 나누어 핵 밀도(Kernel density)를 적용한 뒤에 새로운 

목적식을 도입,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으로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의 모수 추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얻은 확률분포의 두꺼운 꼬리 효과 확인을 위해 99% 신뢰수준에서 

각 모형과 과거 실제 데이터의 Value at Risk(VaR), Expected 

shortfall(ES)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얻은 Heston 모형의 

모수를 이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 책정을 실시하고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 모형과 

Heston 모형의 실제 옵션 가격과의 오차분석을 통해 옵션 가격의 

추정 정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연구 방법론으로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과 Heston 모형, Heston 모형 확률분포의 

닫힌 해, 모수 추정, 옵션 가격 책정 및 오차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제 

4장에서 연구 방법론에 따라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고, 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 및 추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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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Heston 모형과 닫힌 형태 확률분포 

 

2.1.1.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GBM) 

 

Black-Scholes (1973)는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 이하 GBM)을 기반으로 한 옵션이론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GBM은 금융에서 주가(Stock price)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주가의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 동역학(Stochastic dynamics)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 

주가변화에 로그정규 확률분포함수(log-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적용한 모형이다. 주가 모형으로 GBM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GBM의 

기대 수익률은 주가에 독립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 

둘째, GBM 과정은 실제 주가처럼 양수만을 가정한다. 셋째, 다른 

모형에 비해 계산이 쉽다.  

확률과정 𝑆𝑆𝑡𝑡 가 아래와 같은 확률미분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을 만족시키면 GBM을 따른다고 한다. 

 

 𝑑𝑑𝑆𝑆𝑡𝑡 = 𝜇𝜇𝑆𝑆𝑡𝑡𝑑𝑑𝑑𝑑 + 𝜎𝜎𝑡𝑡𝑆𝑆𝑡𝑡𝑑𝑑𝑊𝑊𝑡𝑡
(1) (1) 

 

식 (1)에서 𝜇𝜇는 추세(drift), 𝜎𝜎𝑡𝑡 는 변동성(volatility), 𝑊𝑊𝑡𝑡
(1) 는 

표준위너과정(standard Wiener process)을 의미한다.  

분산을 𝑣𝑣𝑡𝑡 = 𝜎𝜎𝑡𝑡2 으로, 로그수익률은 𝑟𝑟𝑡𝑡 = 𝑙𝑙𝑙𝑙𝑙𝑙 �𝑆𝑆𝑡𝑡
𝑆𝑆0
� 로 정의할 수 

있고, 𝑆𝑆𝑡𝑡 가 주가라면 Itô's formula를 이용하여 𝑆𝑆𝑡𝑡 에 대한 GB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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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𝑟𝑡𝑡에 대한 GBM으로 변환할 수 있다. 

 

 𝑑𝑑𝑟𝑟𝑡𝑡 = �𝜇𝜇 −
𝑣𝑣𝑡𝑡
2
�𝑑𝑑𝑑𝑑 + �𝑣𝑣𝑡𝑡𝑑𝑑𝑊𝑊𝑡𝑡

(1) (2) 

 

식 (2)에서 𝑥𝑥𝑡𝑡 = 𝑟𝑟𝑡𝑡 − 𝜇𝜇𝑑𝑑 로 변환하면 𝜇𝜇 가 제거된 𝑑𝑑𝑥𝑥𝑡𝑡 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𝑑𝑑𝑥𝑥𝑡𝑡 = −
𝑣𝑣𝑡𝑡
2
𝑑𝑑𝑑𝑑 + �𝑣𝑣𝑡𝑡𝑑𝑑𝑊𝑊𝑡𝑡

(1) (3) 

 

 

2.1.2. Heston 모형 

 

GBM 모형은 주가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제 주가의 변동성은 확률적으로 

변하는 데에 반해, GBM 모형은 변동성을 상수로 가정하고 있다. 

둘째, 실제 주가는 이따금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등으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GBM 모형은 주가의 움직임이 연속적이다. 이에 

Heston (1993) 모형은 GBM의 발전 모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가정을 수반한다. 

첫째, 변동성이 평균회귀 확률과정을 따른다. 

둘째, 변동성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첫 번째 가정으로, 𝑣𝑣𝑡𝑡 가 평균회귀 확률미분방정식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𝑑𝑑𝑣𝑣𝑡𝑡 = −𝛾𝛾(𝑣𝑣𝑡𝑡 − 𝜃𝜃)𝑑𝑑𝑑𝑑 + 𝜅𝜅�𝑣𝑣𝑡𝑡𝑑𝑑𝑊𝑊𝑡𝑡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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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𝜃𝜃 는 𝑣𝑣 의 장기평균(long-time mean), 𝛾𝛾 는 

장기평균으로의 평균회귀속도(rate of mean-reversion), 𝑊𝑊𝑡𝑡
(2) 는 

표준위너과정, 𝜅𝜅는 분산잡음(variance noise, vol-vol)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정으로, 각각 𝑑𝑑𝑥𝑥𝑡𝑡와 𝑑𝑑𝑣𝑣𝑡𝑡에 있는 표준위너과정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𝑑𝑑𝑊𝑊𝑡𝑡
(2) = 𝜌𝜌𝑑𝑑𝑊𝑊𝑡𝑡

(1) + �1 − 𝜌𝜌2𝑑𝑑𝑍𝑍𝑡𝑡 (5) 

 

식 (5)에서 𝑍𝑍𝑡𝑡 는 𝑊𝑊𝑡𝑡
(1) 과 독립(independent)인 위너과정, 𝜌𝜌 ∈

[−1,1]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의미한다. 

 

 

2.1.3. Heston 모형의 닫힌 형태 확률분포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은 Fokker-Planck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Heston 모형에서 시간 종속적(time-

dependent)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도출하였다. 

식 (3)의 𝑑𝑑𝑥𝑥𝑡𝑡와 식 (4)의 𝑑𝑑𝑣𝑣𝑡𝑡는 두 변수 𝑥𝑥와 𝑣𝑣에 대한 2차원 

확률과정으로 정의된다. (Heston, 1993; Duffie et al, 2000) 이 

2차원 확률과정은 시간 𝑑𝑑 = 0 일 때, 초기값이 로그수익률 𝑥𝑥 = 0 , 

변동성 𝑣𝑣𝑖𝑖로 주어지고, 시간 𝑑𝑑에 대한 로그수익률 𝑥𝑥와 변동성 𝑣𝑣를 

변수로 가지는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𝑃𝑃𝑡𝑡(𝑥𝑥, 𝑣𝑣 |𝑣𝑣𝑖𝑖)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𝑃𝑃𝑡𝑡(𝑥𝑥, 𝑣𝑣 |𝑣𝑣𝑖𝑖) 의 시간변화(time evolution)는 

다음의 Fokker-Planck 방정식을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Gardin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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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𝑑𝑑
𝑃𝑃 = 𝛾𝛾

𝜕𝜕
𝜕𝜕𝑣𝑣

[(𝑣𝑣 − 𝜃𝜃)𝑃𝑃] +
1
2
𝜕𝜕
𝜕𝜕𝑥𝑥

(𝑣𝑣𝑃𝑃) + 𝜌𝜌𝜅𝜅
𝜕𝜕2

𝜕𝜕𝑥𝑥𝜕𝜕𝑣𝑣
(𝑣𝑣𝑃𝑃)

+
1
2
𝜕𝜕2

𝜕𝜕𝑥𝑥2
(𝑣𝑣𝑃𝑃) +

𝜅𝜅2

2
𝜕𝜕2

𝜕𝜕𝑣𝑣2
(𝑣𝑣𝑃𝑃) 

(6) 

 

푸리에(Fourier), 라플라스 변환(Laplace transform)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얻을 수 있다. 

 

 𝑃𝑃𝑡𝑡(𝑥𝑥) =
1

2𝜋𝜋
� 𝑑𝑑𝑝𝑝𝑥𝑥𝑒𝑒𝑖𝑖𝑝𝑝𝑥𝑥𝑥𝑥+𝐹𝐹𝑡𝑡(𝑝𝑝𝑥𝑥)
+∞

−∞
 (7) 

 

𝐹𝐹𝑡𝑡(𝑝𝑝𝑥𝑥) =
𝛾𝛾𝜃𝜃
𝜅𝜅2

𝛤𝛤𝑑𝑑 −
2𝛾𝛾𝜃𝜃
𝜅𝜅2

𝑙𝑙𝑙𝑙[𝑐𝑐𝑙𝑙𝑐𝑐ℎ
𝛺𝛺𝑑𝑑
2

+
𝛺𝛺2 − 𝛤𝛤2 + 2𝛾𝛾𝛤𝛤

2𝛾𝛾𝛺𝛺 
𝑐𝑐𝑠𝑠𝑙𝑙ℎ

𝛺𝛺𝑑𝑑
2

] (8) 

 

 𝛺𝛺 = �𝛤𝛤2 + 𝜅𝜅2(𝑝𝑝𝑥𝑥2 − 𝑠𝑠𝑝𝑝𝑥𝑥), 𝛤𝛤 = 𝛾𝛾 + 𝑠𝑠𝜌𝜌𝜅𝜅𝑝𝑝𝑥𝑥 (9)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는 위 식에서 𝜌𝜌값이 변함에 

따라 𝑃𝑃𝑡𝑡(𝑥𝑥) 의 값이 거의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데이터에 잘 

맞는(good fit) 𝜌𝜌 = 0의 경우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𝜌𝜌 = 0인 다음의 닫힌 해를 사용하였다. 

 

 𝑃𝑃𝑡𝑡(𝑥𝑥) =
𝑒𝑒−

𝑥𝑥
2

𝑥𝑥0
�

𝑑𝑑𝑝𝑝�𝑥𝑥
2𝜋𝜋

𝑒𝑒𝑖𝑖𝑝𝑝�𝑥𝑥𝑥𝑥�+𝐹𝐹𝑡𝑡�(𝑝𝑝�𝑥𝑥)
+∞

−∞
 (10) 

 

𝐹𝐹�̃�𝑡(𝑝𝑝�𝑥𝑥) =
𝛼𝛼�̃�𝑑
2
− 𝛼𝛼 𝑙𝑙𝑙𝑙[𝑐𝑐𝑙𝑙𝑐𝑐ℎ

𝛺𝛺��̃�𝑑
2

+
𝛺𝛺�2 + 1

2𝛺𝛺�
𝑐𝑐𝑠𝑠𝑙𝑙ℎ

𝛺𝛺��̃�𝑑
2

]   (11) 

 

𝛺𝛺� = �1 + 𝑝𝑝�𝑥𝑥2,    �̃�𝑑 = 𝛾𝛾𝑑𝑑,    𝑥𝑥� =
𝑥𝑥
𝑥𝑥0

 

 

𝑝𝑝�𝑥𝑥 = 𝑝𝑝𝑥𝑥𝑥𝑥0,    𝑥𝑥0 =
𝜅𝜅
𝛾𝛾

,   𝛼𝛼 =
2𝛾𝛾𝜃𝜃
𝜅𝜅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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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 

 

2.1.4.1.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의 진화과정에 

기초한 계산 모형으로써 Holland (1975)에 의해 개발된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유전 알고리즘을 최적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Goldberg, 1989; Mitchell, 1998) 

유전 알고리즘은 목적함수가 불연속적, 미분불가능, 확률적이나 

비선형적인 표준 최적화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 

하는 데에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함수 기반 알고리즘과는 

다른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표 1] 기존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의 차이점 

기존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각 반복(iteration)마다 하나의 

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 

값의 수열(sequence)이 최적 

해로 수렴하게 된다. 

각 반복(iteration)마다 값의 

범위를 생성한다. 그 범위 중 

가장 최적의 값이 최적 해로 

결정된다. 

결정론적(deterministic) 

계산에 의해 수열의 다음 값이 

선택된다. 

난수 생성(random number 

generators)을 이용하여 다음 

범위가 생성된다. 

(http://www.mathworks.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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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에 있어서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닫힌 형태 확률분포를 이용함에 그 목적이 

있고, 확률분포의 닫힌 해가 복잡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유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휴리스틱한 방법인 유전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Matlab을 이용하여 50세대까지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모수 추정을 실시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Hifi, 1997) 

 

 

2.1.4.2. 시간 구간별 로그수익률 

 

먼저, KOSPI200 지수의 로그수익률을 시간 구간별로 

정리하였다. 시간 구간에 따라 다른 국면(regime)을 나타내도록 

평균회귀속도 𝛾𝛾와 시간 구간 𝑑𝑑의 곱에 대해 1을 기준으로 1일, 5일 

시간 구간(𝑑𝑑 = 1, 5)에서 𝛾𝛾𝑑𝑑 < 1, 20일 시간 구간(𝑑𝑑 = 20)에서 𝛾𝛾𝑑𝑑 ≈ 1, 

40일 시간 구간( 𝑑𝑑 = 40 )에서  𝛾𝛾𝑑𝑑 > 1 로 구분하여 세 가지 국면을 

반영하였다. 시간 구간별 로그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초기 범위 설정; 

범위 내의 실제 값들에 대한 적합성(fitness) 계산; 

반복 

 실제 값들로부터 부모(parents) 선택; 

 부모를 통해 새로운 세대(new children) 생산; 

 이 세대의 적합성 계산; 

 새로운 세대 도입을 통한 실제 값의 수정; 

만족스러운 해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 

[그림 1] 표준 유전 알고리즘(Standard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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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𝑅𝑡𝑡
𝑑𝑑𝑑𝑑𝑖𝑖𝑑𝑑𝑑𝑑 = 𝑙𝑙𝑙𝑙 �

𝑆𝑆𝑡𝑡+1
𝑆𝑆𝑡𝑡

�  𝑓𝑓𝑙𝑙𝑟𝑟 𝑑𝑑 = 1,2,3, … ,𝑁𝑁 

𝑅𝑅𝑡𝑡
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𝑑𝑑𝑑𝑑 = 𝑙𝑙𝑙𝑙 �

𝑆𝑆𝑡𝑡+5
𝑆𝑆𝑡𝑡

�  𝑓𝑓𝑙𝑙𝑟𝑟 𝑑𝑑 = 1,6,11, … , 𝑓𝑓𝑠𝑠𝑥𝑥(
𝑁𝑁
5

) 

𝑅𝑅𝑡𝑡
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ℎ𝑑𝑑𝑑𝑑1 = 𝑙𝑙𝑙𝑙 �

𝑆𝑆𝑡𝑡+20
𝑆𝑆𝑡𝑡

�  𝑓𝑓𝑙𝑙𝑟𝑟 𝑑𝑑 = 1,21,41, … , 𝑓𝑓𝑠𝑠𝑥𝑥(
𝑁𝑁
20

) 

𝑅𝑅𝑡𝑡
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ℎ𝑑𝑑𝑑𝑑2 = 𝑙𝑙𝑙𝑙 �

𝑆𝑆𝑡𝑡+40
𝑆𝑆𝑡𝑡

�  𝑓𝑓𝑙𝑙𝑟𝑟 𝑑𝑑 = 1,41,81, … , 𝑓𝑓𝑠𝑠𝑥𝑥(
𝑁𝑁
40

) 

(13) 

 

식 (13)에서 𝑅𝑅𝑡𝑡 는 시간 구간별 수익률, 𝑆𝑆𝑡𝑡 는 𝑑𝑑 시점의 

KOSPI200 지수, 𝑁𝑁은 표본 개수, 𝑓𝑓𝑠𝑠𝑥𝑥( )는 내림을 의미한다. 

 

2.1.4.3. 핵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최적화 결과의 수렴성을 향상시켜 모수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 데이터에 비모수적 핵 밀도를 

적용하였다. 통계학에서 핵 밀도 추정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추정하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이다. 유한한 데이터 

표본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에 대해 추론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데이터 평활화(smoothing) 방법이다. 

알려지지 않은 밀도 𝑓𝑓 를 갖는 어떤 분포로부터 뽑힌 서로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표본 𝑥𝑥1, 𝑥𝑥2, … , 𝑥𝑥𝑚𝑚 이 있다면, 핵 밀도 

추정량(estimator) 𝑓𝑓ℎ(𝑥𝑥)는 다음과 같다. 

 

 𝑓𝑓ℎ(𝑥𝑥) =
1
𝑙𝑙
�𝐾𝐾ℎ(𝑥𝑥 − 𝑥𝑥𝑖𝑖) =

1
𝑙𝑙ℎ

�𝐾𝐾(
𝑥𝑥 − 𝑥𝑥𝑖𝑖
ℎ

)
𝑚𝑚

𝑖𝑖=1

𝑚𝑚

𝑖𝑖=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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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에서 𝐾𝐾 는 핵(kernel)을 의미하는데 적분가능한 음이 

아닌 실수 함수(non-negative real-valued integrable function)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 𝐾𝐾(𝑢𝑢)𝑑𝑑𝑢𝑢 = 1;
+∞

−∞
 

 

𝐾𝐾(−𝑢𝑢) = 𝐾𝐾(𝑢𝑢) 𝑓𝑓𝑙𝑙𝑟𝑟 ∀𝑢𝑢 ∈  𝑅𝑅 

(15) 

 

식 (15)에서 첫 번째 조건은 핵 밀도 추정 방법이 

확률밀도함수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해당 분포의 

평균이 사용된 표본의 평균과 같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핵 

함수로는 Gaussian, Epanechnikov, uniform 함수 등이 있다. 

식 (14)에서 ℎ (> 0) 는 핵 함수의 평활모수(smoothing 

parameter)로 대역폭(bandwidth)이라 부른다. 비례 핵(scaled 

kernel) 𝐾𝐾ℎ(𝑥𝑥)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𝐾𝐾ℎ(𝑥𝑥) =
1
ℎ
𝐾𝐾(
𝑥𝑥
ℎ

) (16) 

 

식 (16)에서 ℎ 를 데이터의 허용범위 안에서 작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나, 추정량의 편의성(bias)과 분산 사이에는 

항상 교환(trade-off)관계가 있고, 아래 대역폭에서 이 교환관계는 

더 크게 일어난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밀도 추정 방법과 핵 밀도 추정 방법을 

비교해 보면, 히스토그램 방법은 이산적(discrete)으로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반면 핵 밀도 추정 방법은 각 데이터를 핵 함수로 변환한 

뒤 더함으로써 평활한 확률밀도함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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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핵 함수로 Gaussian 함수를 사용하였고, 

Gaussian 핵 함수와 평활모수값은 다음과 같다. 

 

 

𝐾𝐾 �
𝑥𝑥 − 𝑥𝑥𝑖𝑖
ℎ

� =
1

√2𝜋𝜋
𝑒𝑒−

(𝑥𝑥−𝑥𝑥𝑖𝑖)2
2ℎ2  

 

ℎ = �
4𝜎𝜎5

3𝑙𝑙
�

1
5
≈ 1.06𝜎𝜎𝑙𝑙−

1
5 

(17) 

 

식 (17)에서 𝑙𝑙 은 표본 데이터의 개수, 𝜎𝜎 는 표본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2.1.4.4.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 

 

기존 선행 연구(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모수 

추정을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𝑚𝑚𝑠𝑠𝑙𝑙��𝑙𝑙𝑙𝑙(𝑃𝑃𝑡𝑡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𝐾𝐾(𝑥𝑥)) − 𝑙𝑙𝑙𝑙(𝑃𝑃𝑡𝑡𝐻𝐻𝑤𝑤𝐻𝐻𝑡𝑡𝑚𝑚𝑚𝑚(𝑥𝑥))�2

𝑥𝑥, 𝑡𝑡

 (18) 

 

식 (18)에서 𝑃𝑃𝑡𝑡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𝐾𝐾(𝑥𝑥)는 실제 지수 수익률 분포, 𝑃𝑃𝑡𝑡𝐻𝐻𝑤𝑤𝐻𝐻𝑡𝑡𝑚𝑚𝑚𝑚(𝑥𝑥)는 

Heston 모형 수익률 분포를 의미한다. 모든 수익률 𝑥𝑥와 시간 구간 

𝑑𝑑 에 대한 목적식의 합이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모수를 찾는 

방식으로, 기존 선행 연구의 목적함수는 실제 시장 데이터와 모형에 

자연로그를 취해 확률분포의 꼬리부분에 초점을 맞춘 모수 추정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분포의 전체적인 맞춤(fitting)을 위해 

새로운 목적함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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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𝑚𝑚𝑠𝑠𝑙𝑙�  �𝐾𝐾(𝑃𝑃𝑡𝑡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𝐾𝐾(𝑥𝑥))−𝑃𝑃𝑡𝑡𝐻𝐻𝑤𝑤𝐻𝐻𝑡𝑡𝑚𝑚𝑚𝑚(𝑥𝑥)�
2

𝑥𝑥, 𝑡𝑡

 (19) 

 

식 (19)에서 𝐾𝐾(𝑃𝑃𝑡𝑡𝐾𝐾𝐾𝐾𝑆𝑆𝐾𝐾𝐾𝐾(𝑥𝑥)) 는 1일, 5일, 20일, 40일 시간 

구간(𝑑𝑑 = 1, 5, 20, 40)의 과거 실제 데이터의 로그수익률에 핵 밀도를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과거 실제 데이터에 핵 밀도를 적용하여 

이상치(outlier)로 인한 모수 추정의 오차를 최소화 하고 Heston 

모형에는 자연 로그를 제거하여 확률분포 꼬리부분의 맞춤에 

초점을 둔 기존 목적함수보다 확률분포 전체적인 맞춤에 초점을 

두어 모든 수익률 구간에서 잘 맞는 모수를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각 시간 구간별 KOSPI200 로그수익률 히스토그램과 핵 밀도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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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분포의 핵 밀도 적용 (T=5) 

[그림 2]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분포의 핵 밀도 적용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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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분포의 핵 밀도 적용 (T=20) 

[그림 5]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분포의 핵 밀도 적용 (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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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모형별 확률분포 비교 

 

과거 실제 데이터와 GBM, Heston 모형의 두꺼운 꼬리(fat-

tail)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구간별로 모형별 확률분포를 함께 

도식하여 과거 실제 데이터와 모형 간 전체적인 분포 형태를 

비교해보고, 대표적인 리스크 측정치(Risk measure)인 Value at 

Risk(VaR)와 Expected Shortfall(ES)을 비교하였다.  

VaR는 사전에 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으로 역사적 VaR(historical VaR), 

몬테카를로 VaR 등의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VaR는 

시장수익률 변동성(volatility)의 군집성(clustering)을 반영하지 

못하고, 꼬리부분의 리스크(tail risk)를 고려하지 않아 리스크 

측정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rtzner et al, 

1999) 이에 최근에는 국제 결제 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을 중심으로 VaR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꼬리부분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Expected shortfall(E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S는 일관된 리스크 측정치로 VaR보다 우수한 

리스크 측정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구간별에서 각 모형별 99% VaR, ES를 

측정하였다. 과거 실제 데이터인 KOSPI200 지수 로그수익률에서는 

핵 밀도를 적용하여 얻은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VaR, ES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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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 비교 

 

2.2.1.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 책정 

 

GBM과 Heston 모형의 KOSPI200 콜옵션 가격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하였다. 옵션 가격 경로(path)를 구한 뒤에, 

행사 가격에 따른 수익(pay-off) 값의 평균의 현재가치를 옵션 

가격으로 정의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시행횟수는 10만 

번이며, 금리는 옵션 가격 책정 거래일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용하였다. KOSPI200 옵션의 내재변동성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되어 있는 거래일 기준 90일 단위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다. 

옵션 현재가( 𝑆𝑆0 )에 해당하는 값은 해당 거래일의 KOSPI200 

종가지수를 사용하였다. 

  

 

 

1.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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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옵션 내재변동성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역사적변동성(90일) 기준금리

[그림 6] KOSPI200 옵션 내재변동성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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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GBM 모형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GBM 모형의 옵션 가격 

경로와 수익, 옵션 가격 식은 다음과 같다. 

 

 

𝑑𝑑𝑑𝑑 = 𝑇𝑇/(𝑇𝑇 ∗ 252 − 1), 𝑑𝑑𝑟𝑟𝑠𝑠𝑓𝑓𝑑𝑑 = �𝑟𝑟 − 𝜎𝜎2

2
� ∗ 𝑑𝑑𝑑𝑑 

 

𝑆𝑆𝑖𝑖 = 𝑆𝑆𝑖𝑖−1 ∗ 𝑒𝑒𝑑𝑑𝑑𝑑𝑖𝑖𝑑𝑑𝑡𝑡+𝜎𝜎√𝑑𝑑𝑡𝑡𝑑𝑑𝑊𝑊
(1)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 𝑚𝑚𝑃𝑃𝑥𝑥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 − 𝐾𝐾, 0)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 = 𝑚𝑚𝑃𝑃𝑥𝑥 (𝐾𝐾 −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 , 0) 

 

𝑃𝑃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 𝑒𝑒−𝑑𝑑∗𝑇𝑇 ∗ 𝐸𝐸[𝑝𝑝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𝑃𝑃𝑝𝑝𝑝𝑝𝑡𝑡 = 𝑒𝑒−𝑑𝑑∗𝑇𝑇 ∗ 𝐸𝐸[𝑝𝑝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 

(20) 

 

식 (20)에서 𝑇𝑇는 잔존만기, 𝑑𝑑𝑟𝑟𝑠𝑠𝑓𝑓𝑑𝑑는 추세, 𝑆𝑆𝑖𝑖 는 주가의 경로,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 는 만기시점 가격, 𝐾𝐾는 행사가격,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는 콜옵션의 

만기 수익,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는 풋옵션의 만기 수익, 𝑃𝑃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는 콜옵션 가격, 

𝑃𝑃𝑝𝑝𝑝𝑝𝑡𝑡는 풋옵션 가격을 의미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경로마다 𝑆𝑆𝑖𝑖 의 만기시점 가격을 도출하고,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구한 뒤에 각 경로 수익 기대값의 현가화를 통해 옵션 

가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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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Heston 모형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Heston 모형의 옵션 가격 

경로와 수익, 옵션 가격 식은 다음과 같다. 

 

 

𝑋𝑋𝑖𝑖 = 𝑋𝑋𝑖𝑖−1 −
𝑉𝑉𝑖𝑖−1

2
∗

1
252

+ �𝑉𝑉𝑖𝑖−1 ∗
1

252
∗ 𝑑𝑑𝑊𝑊(1) 

 

𝑉𝑉𝑖𝑖 = 𝑉𝑉𝑖𝑖−1 − 𝛾𝛾(𝑉𝑉𝑖𝑖−1 − 𝜃𝜃) ∗
1

252
+ 𝜅𝜅�𝑉𝑉𝑖𝑖−1 ∗

1
252

∗ 𝑑𝑑𝑊𝑊(2) 

 

𝑅𝑅 = 𝑋𝑋 + 𝜇𝜇 ∗ 𝑇𝑇,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 = 𝑆𝑆 ∗ 𝑒𝑒𝑅𝑅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 𝑚𝑚𝑃𝑃𝑥𝑥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𝑑𝑑𝑚𝑚𝑑𝑑 − 𝐾𝐾, 0)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 = 𝑚𝑚𝑃𝑃𝑥𝑥 (𝐾𝐾 −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 , 0) 

 

𝑃𝑃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 𝑒𝑒−𝑑𝑑∗𝑇𝑇 ∗ 𝐸𝐸[𝑝𝑝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𝑃𝑃𝑝𝑝𝑝𝑝𝑡𝑡 = 𝑒𝑒−𝑑𝑑∗𝑇𝑇 ∗ 𝐸𝐸[𝑝𝑝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 

(21) 

 

식 (21)에서 𝑋𝑋𝑖𝑖는 𝑠𝑠시점에서의 주가, 𝑉𝑉𝑖𝑖는 𝑠𝑠시점에서의 변동성, 

 𝜇𝜇는 추세, 𝑇𝑇는 잔존만기,  𝑆𝑆𝑡𝑡𝑤𝑤𝑑𝑑𝑚𝑚𝑖𝑖𝑚𝑚𝑑𝑑𝑑𝑑는 만기시점 가격, 𝐾𝐾는 행사가격,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는 콜옵션의 만기 수익, 𝑃𝑃𝑃𝑃𝑃𝑃𝑙𝑙𝑓𝑓𝑓𝑓𝑝𝑝𝑝𝑝𝑡𝑡는 풋옵션의 만기 수익, 

𝑃𝑃𝑐𝑐𝑑𝑑𝑑𝑑𝑑𝑑 는 콜옵션 가격, 𝑃𝑃𝑝𝑝𝑝𝑝𝑡𝑡 는 풋옵션 가격을 의미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경로마다 변동성 𝑉𝑉𝑖𝑖−1를 주가 𝑋𝑋𝑖𝑖에 적용하여 

만기시점 가격을 도출하고,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구한 

뒤에 각 경로 수익 기대값의 현가화를 통해 옵션 가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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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옵션 가격 오차 분석 

 

옵션 가격의 오차 분석은 같은 시점에서 만기가 다른 콜옵션의 

시장 가격과 모형 가격 간 오차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은 거래량 100 이상의 옵션에 한하며, 가격 책정 기준일 3개 

근월물에 대해 실시하였다. Moneyness는 
𝑆𝑆
𝐾𝐾
− 1 로 정의하고 

콜옵션의 경우에 대해 
𝑆𝑆
𝐾𝐾
− 1 < −0.02 의 조건은 외가격(Out of the 

Money, OTM)으로, �𝑆𝑆
𝐾𝐾
− 1� < 0.02의 조건은 등가격(At the Money, 

ATM), 
𝑆𝑆
𝐾𝐾
− 1 > 0.02 의 조건은 내가격(In the money, ITM)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GBM과 Heston 모형의 거래량 100 이상의 

옵션에 한하여 옵션 가격 책정 기준일 3개 근월물의 외가격, 등가격, 

내가격별 오차 측정을 다음 [표 2]와 같은 네 가지 오차 

측정방법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표 2] 옵션 가격 오차 분석 지표 

Mean Absolute Error 𝑀𝑀𝑀𝑀𝐸𝐸 =
1
𝑁𝑁
�|𝜀𝜀𝑖𝑖|
𝑁𝑁

𝑖𝑖=1

 

Mean Percentage Error 𝑀𝑀𝑃𝑃𝐸𝐸 =
1
𝑁𝑁
�

𝜀𝜀𝑖𝑖
𝑃𝑃𝑖𝑖𝑀𝑀𝑑𝑑𝑑𝑑𝑤𝑤𝑤𝑤𝑡𝑡

𝑁𝑁

𝑖𝑖=1

 

Mean Squared Error 𝑀𝑀𝑆𝑆𝐸𝐸 =
1
𝑁𝑁
�𝜀𝜀𝑖𝑖2
𝑁𝑁

𝑖𝑖=1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𝑀𝑀𝑀𝑀𝑃𝑃𝐸𝐸 =
1
𝑁𝑁
�

|𝜀𝜀𝑖𝑖|
𝑃𝑃𝑖𝑖𝑀𝑀𝑑𝑑𝑑𝑑𝑤𝑤𝑤𝑤𝑡𝑡

𝑁𝑁

𝑖𝑖=1

 

Error term 𝜀𝜀𝑖𝑖 = 𝑃𝑃𝑖𝑖𝑀𝑀𝑑𝑑𝑑𝑑𝑤𝑤𝑤𝑤𝑡𝑡 − 𝑃𝑃𝑖𝑖𝑀𝑀𝑚𝑚𝑑𝑑𝑤𝑤𝑑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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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𝑁𝑁 은 표본의 개수, 𝑃𝑃𝑀𝑀𝑑𝑑𝑑𝑑𝑤𝑤𝑤𝑤𝑡𝑡 은 시장 옵션 가격, 

𝑃𝑃𝑀𝑀𝑚𝑚𝑑𝑑𝑤𝑤𝑑𝑑은 모형의 옵션 가격, 𝜀𝜀은 오차를 의미한다.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는 절대 오차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오차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써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나 가까운 지 

나타내는 측정치로 쓰인다. 평균 백분율 오차(Mean percentage 

error, MPE)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백분율 차이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계산과정에서 양의 예측 오차와 음의 예측 오차가 상쇄될 

수 있어 예측의 편의(bias)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는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측정치로, 추정량의 분산과 편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는 예측 

정확도의 측정치로 오차값이 작게 나오는 예측에서 주로 쓰인다.  

각 오차 측정치의 의미는 MAE는 시장 가격과 모형가격 간 

오차의 차이, MPE는 오차의 방향성, MSE는 오차의 표준편차, 

MAPE는 오차 방향성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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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 
 

 

제 1 절 KOSPI200 지수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은 한국 주식시장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시점에서의 200개 종목의 주식의 

시가총액 증감을 나타낸 것으로, 종합주가지수(KOSPI)와 동일한 

시가총액식으로 계산된다. 지수의 변화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종목들의 증감에 비례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3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의 

2,987개의 KOSPI200 지수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림 7] KOSPI200 지수 일일 로그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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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거래소 콜옵션 가격 

 

KOSPI200 옵션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럽식(European) 

옵션이며,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별 옵션 가격 비교를 위해 KOSPI200 지수 

옵션 중 콜옵션 종합시세표에서 옵션종목, 현재가, 거래량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거래일은 2015년 3월 11일이다. 

[표 3] 한국거래소 KOSPI200 콜옵션 종합시세표(2015.03.11. 일부) 

종목
 현재가
 대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미결제

코스피200 C 201503 210.0 41.1 0.65 40.25 41.4 40.15 11 466
코스피200 C 201503 212.5 39.7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15.0 36.05 1.1 36.05 36.05 36.05 1 381
코스피200 C 201503 217.5 34.7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20.0 31.15 1 31.15 31.15 31.15 1 298
코스피200 C 201503 222.5 27.7 1.8 27.7 27.7 27.7 30 370
코스피200 C 201503 225.0 26.15 1.25 25.2 26.15 25.2 8 353
코스피200 C 201503 227.5 25.15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30.0 21.1 1.05 20.4 21.1 20.4 2 0
코스피200 C 201503 232.5 19.95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35.0 15.85 1.55 15.35 15.85 15.3 3 64
코스피200 C 201503 237.5 14.7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40.0 11.55 0.35 10 11.6 10 29 1,328
코스피200 C 201503 242.5 9 0.65 7.6 9.1 7.55 53 614
코스피200 C 201503 245.0 6.5 0.3 5.1 6.75 4.9 2,502 3,508
코스피200 C 201503 247.5 4.2 0.3 2.74 4.3 2.55 28,767 7,163
코스피200 C 201503 250.0 1.93 0.22 0.88 2.04 0.81 286,847 25,587
코스피200 C 201503 252.5 0.45 0.15 0.18 0.51 0.14 466,679 51,165
코스피200 C 201503 255.0 0.07 0.04 0.03 0.09 0.02 325,078 68,055
코스피200 C 201503 257.5 0.02 0 0.02 0.03 0.01 72,539 46,191
코스피200 C 201503 260.0 0.01 0 0.01 0.01 0.01 24,193 54,788
코스피200 C 201503 262.5 0.01 0 0.01 0.01 0.01 224 38,919
코스피200 C 201503 265.0 0.01 0 0.01 0.01 0.01 173 36,652
코스피200 C 201503 267.5 0.01 0 0.01 0.01 0.01 4 0
코스피200 C 201503 270.0 0.01 0 0.01 0.01 0.01 4 0
코스피200 C 201503 272.5 0.01 0 0.01 0.01 0.01 12 0
코스피200 C 201503 275.0 0.01 0 0.01 0.01 0.01 1 4,390
코스피200 C 201503 277.5 0.01 0 0.01 0.01 0.01 2 5,152
코스피200 C 201503 280.0 0.01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82.5 0.01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85.0 0.01 0 0.01 0.01 0.01 1 3,067
코스피200 C 201503 287.5 0.01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90.0 0.01 0 0 0 0 0 0
코스피200 C 201503 292.5 0.01 0 0.01 0.01 0.01 1 1,010
코스피200 C 201503 295.0 0.01 0 0.01 0.01 0.01 2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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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Heston 모형 모수 추정 및 확률분포 비교 

 

4.1.1.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한 초기값은 식 (4)에서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Heston 모형 모수값인 𝛾𝛾 =

0.045, 𝜃𝜃 = 0.0000862, 𝜅𝜅 = 0.00245를 사용하였고, 각 모수의 범위는 

0 ≤ 𝛾𝛾 ≤ 0.1, 0.00001 ≤ 𝜃𝜃 ≤ 0.01, 0.000001 ≤ 𝜅𝜅 ≤ 0.01로 설정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Heston 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Heston 모형 모수 추정 결과 

𝛾𝛾 𝜃𝜃 𝜅𝜅 𝜇𝜇 

0.064399 0.000176 0.002489 0.000390 

 

[표 4]에서 추정된 모수 결과에 의하면 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회귀속도 𝛾𝛾 는 0.064399로 변동성의 평균회귀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변동성의 장기평균 𝜃𝜃 는 0.000176, 분산잡음 𝜅𝜅 는 

0.002489, 추세 𝜇𝜇는 0.000390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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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모형별 확률분포 비교 

 

위의 모수들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실제 시장의 수익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성질인 두꺼운 꼬리 효과 확인을 위해 수익률 

확률분포를 시간 구간별, 모형 별로 도식하고 99% 신뢰수준에서 

VaR, ES를 구하였다.  

도식 결과, 모든 시간 구간에서 Heston 모형이 GBM보다 높은 

첨도를 보이면서 과거 실제 수익률 분포에 더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VaR와 ES는 1일, 5일, 20일 시간 구간( 𝑑𝑑 = 1, 5, 20 )에서 Heston 

모형이 더 큰 값을 보이며 과거 실제 데이터의 VaR, ES에 더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일 수익률( 𝑑𝑑 = 1 ) 구간에서 

Heston 모형의 VaR가 GBM의 VaR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과거 

실제 데이터와 매우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일일 수익률에서 

Heston 모형과 과거 실제 데이터의 확률분포가 근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ES는 과거 실제 데이터가 0.0575인 반면, Heston 

모형은 0.1067로 더욱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일 시간 구간(𝑑𝑑 = 1)에서는 GBM의 리스크 측정치가 더 

크게 나왔는데, 과거 실제 수익률에 핵 밀도를 적용하였으나 표본 

개수가 74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에 각 모형별, 시간 구간별로 99% 신뢰구간에서 

측정한 VaR, ES를 나타냈고, Heston 모형과 GBM 모형의 VaR, 

ES를 비교하여 더 보수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값을 굵게 표시하였다. 

[그림 8]은 시간 구간별 99% VaR의 Heston 모형과 GBM 

모형과의 차이를, [그림 9]는 시간 구간별 99% ES의 Heston 

모형과 GBM 모형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10, 11, 12, 13]은 

실제 시장 수익률과 모형별 수익률 확률분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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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 시간 구간별 99% VaR, ES 

 Empirical Heston GBM 

𝑑𝑑 = 1 
VaR 0.0410 0.0419 0.0334 

ES 0.0575 0.1067 0.0367 

𝑑𝑑 = 5 
VaR 0.0846 0.0728 0.0714 

ES 0.1202 0.0862 0.0818 

𝑑𝑑 = 20 
VaR 0.2121 0.1396 0.1386 

ES 0.3273 0.1673 0.1605 

𝑑𝑑 = 40 
VaR 0.3655 0.1910 0.1996 

ES 0.4000 0.2247 0.2343 

      

[그림 9] 시간 구간별 99% ES 차이 (Heston - GBM) 

0.0085

0.0014 0.001

-0.0086-0.01

-0.005

0

0.005

0.01

VaR_H - VaR_G

시간 구간별 99% VaR 차이 (Heston - GBM)

t=1 t=5 t=20 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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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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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0.1

ES_H - ES_G

시간 구간별 99% ES 차이 (Heston - GBM)

t=1 t=5 t=20 t=40

[그림 8] 시간 구간별 99% VaR 차이 (Heston -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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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형별 로그수익률 확률분포 (𝑑𝑑 = 1) 

[그림 11] 모형별 로그수익률 확률분포 (𝑑𝑑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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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형별 로그수익률 확률분포 (𝑑𝑑 = 20) 

[그림 13] 모형별 로그수익률 확률분포 (𝑑𝑑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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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 책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GBM 모형과 Heston 

모형의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의 비교 결과,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내의 근월물에서 Heston 모형의 가격 적합성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존만기가 약 60거래일 이상의 옵션에 대해서는 

Heston 모형 옵션 가격의 우월성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3월 11일 기준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 책정 

실시 결과, 2015년 3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인 2015년 3월물은 두 

모형의 추정 가격이 거의 일치하였다. 반면, 2015년 4월물과 

2015년` 5월물에서는 시장 가격과의 오차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MAE, MSE가 모든 moneyness에서 GBM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Heston 모형의 옵션 가격이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내의 

근월물에서 시장 가격에 더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오차 지표 

중 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MAPE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외가격(OTM)에서 내가격(ITM)으로 갈수록 MAPE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모형 모두 상대적으로 외가격(OTM) 

부분에서 시장 가격의 맞춤(fitting) 성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월물에서 원월물로 이동할수록 Heston 모형의 

옵션 가격보다 GBM의 옵션 가격이 시장 가격에 근사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 

시초가 책정 방식이 이항나무(Binomial tree) 모형이고, 여전히 

대다수의 국내 증권 시장참여자들이 계산 상 편의를 위해 GBM을 

이용한 Black-Scholes 모형으로 옵션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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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물에서 이항나무 모형으로 정해진 시초가를 보고 GBM 모형을 

이용한 옵션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6]에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 오차 측정치를 

나타내었고, 각 moneyness에서 더 작은 오차 측정치를 굵게 

표시하였다. [그림 13, 14, 15, 16]은 KOSPI200 콜옵션 2015년 

3월물부터 6월물의 모형별 오차절대값을 도식한 것이다. 오차 측정 

기준(거래량 100 이상)에 부합하는 moneyness를 박스로 

표시하였다. [그림 15] 5월물에서 내가격(ITM)은 기준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여 오차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림 16] 

6월물에서는 내가격(ITM)과 등가격(ATM) 모두 기준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여 오차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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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 오차 측정치(2015.03.11 기준) 

2015년 
03월 11일 기준 

15’3월물 15’4월물 15’5월물 15’6월물 

ITM ATM OTM ITM ATM OTM ITM ATM OTM ITM ATM OTM 

MAE 

Heston 0.660 0.303 0.013 0.038 0.112 0.063 · 0.210 0.032 · · 0.124 

GBM 0.659 0.302 0.013 0.376 0.413 0.099 · 0.216 0.102 · · 0.028 

MPE 

Heston -0.102 0.443 1.000 0.005 -0.053 0.279 · 0.052 0.120 · · 0.388 

GBM -0.102 0.443 1.000 -0.047 -0.146 0.070 · -0.056 -0.118 · · 0.202 

MSE 

Heston 0.435 0.118 0.000 0.002 0.022 0.010 · 0.046 0.003 · · 0.024 

GBM 0.435 0.118 0.000 0.141 0.174 0.028 · 0.047 0.018 · · 0.001 

MAPE 

Heston 0.102 0.557 1.000 0.005 0.053 0.606 · 0.052 0.154 · · 0.388 

GBM 0.102 0.557 1.000 0.047 0.146 0.669 · 0.056 0.258 · ·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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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KOSPI200 콜옵션 2015년 3월물 모형별 오차절대값 

*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모형간 오차절대값에 차이가 미세하여 겹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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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OSPI200 콜옵션 2015년 4월물 모형별 오차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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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KOSPI200 콜옵션 2015년 5월물 모형별 오차절대값 

* 내가격(ITM)은 기준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여 오차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0

0.2

0.4

0.6

0.8

1

1.2

1.4

1.6

1.8

2

KOSPI200 콜옵션 2015년 5월물 모형별 오차절대값

heston차이절대값 GBM차이절대값

내가격(ITM)

등가격(ATM)

외가격(OTM)



 

 35 

 

[그림 17] KOSPI200 콜옵션 2015년 6월물 모형별 오차절대값 

* 내가격(ITM), 등가격(ATM) 모두 기준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여 오차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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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으로 가정하는 금융상품 가격 

결정 모형에서 고정변동성 가정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Heston 모형과 Dragulescu and Yakovenko (2002)의 

Heston 모형 수익률 확률분포의 닫힌 해를 이용하여 Heston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수익률 확률분포와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3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의 KOSPI200 

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국면을 나타내도록 1일, 5일, 20일, 

40일 시간 구간( 𝑑𝑑 = 1, 5, 20, 40 )으로 나누었다. 시간 구간별 

로그수익률 분포에 대한 모수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핵 밀도를 

적용하였고, 확률분포의 전체적인 맞춤을 위해 새로운 목적식을 

도입하였다.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모수를 Heston 모형에 적용시키고, GBM 모형과 과거 

실제 데이터의 시간 구간별 확률분포를 함께 도식하여 전체적인 

분포 형태와 리스크 측정치인 Value at Risk(VaR)와 Expected 

shortfall(ES)를 비교하였다. 모든 시간 구간에서 Heston 모형이 

GBM 모형보다 과거 실제 데이터에 더 근사함을 확인하였으며, 99% 

신뢰구간에서 측정한 VaR와 ES 또한 1일, 5일, 20일 시간 구간(𝑑𝑑 =

1, 5, 20)에서 Heston 모형이 더 큰 값을 보이며 과거 실제 데이터의 

VaR, ES에 더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일 수익률(𝑑𝑑 = 1) 

구간에서 Heston 모형이 과거 실제 데이터와 매우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40일 시간 구간(𝑑𝑑 = 1)에서는 GBM의 리스크 측정치가 

더 크게 나왔는데, 과거 실제 수익률에 핵 밀도를 적용하였으나 

표본 개수가 74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해 오차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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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옵션 가격 비교에서는 Heston 모형과 GBM 모형을 이용하여 

2015년 3월 11일 기준 KOSPI200 지수 콜옵션 가격을 도출하고, 

moneyness를 구분하여 Heston 모형, GBM 모형의 옵션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과의 오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거래량이 유의미한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내의 근월물에서 Heston 모형의 가격 

적합성이 우월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상의 

옵션에 대해서는 Heston 모형 옵션 가격의 우월성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5년 3월 12일이 옵션 만기일인 

2015년 3월물은 두 모형의 추정 가격이 거의 일치하였고, 2015년 

4월물과 2015년` 5월물에서는 시장 가격과의 오차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MAE, MSE가 모든 moneyness에서 GBM 모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Heston 모형의 옵션 가격이 잔존만기 약 60거래일 

이내의 근월물에서 시장 가격에 더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MAPE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외가격(OTM)에서 내가격(ITM)으로 갈수록 MAPE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두 모형 모두 외가격(OTM) 부분에서 시장 

가격의 맞춤(fitting) 성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한국 증권 시장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옵션 거래량이 활발하나 거래량이 근월물, 외가격(OTM)에 

집중되어 있어 모형별 옵션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월물별, 

moneyness별 오차 분석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이항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 시초가를 책정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 GBM 모형을 

이용한 옵션 가격 결정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원월물에서 모형의 가격 적합성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옵션 가격 자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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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확률 분포의 닫힌 해를 이용하여 Heston 모형을 옵션 가격 

책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후속 연구 과제로는 이색 옵션 등의 파생상품 가격 

책정, 위 모형을 이용한 헷징 성과 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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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on valuation using Heston 
model  

 

Kim Son Do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eston model is a stochastic volatility model where 

volatility allows mean-reverting stochastic process and 

correlated with fluctuations of underlying asset. The Heston 

model has the ‘fat-tail’ effect that the tail o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of return exhibits the larger skewness than 

that of log-normal distribution. Also, it has the closed form 

solu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turn; therefore it is widely 

used in the stock price modeling and financial derivatives pricing.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parameter of the Heston 

model using closed form solu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turn. Using this model, we compared the Heston model with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for empirical data and applied the 

model to KOSPI200 index option pricing. We divided time interval 

1, 5, 20, 40days for probability distribution of KOSPI200 index 

log-return. In addi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ion, we used non-parametric kernel density meth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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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cess, we introduced new objective function and find 

parameter via the Genetic algorithm. We compared the 99% 

confidence intervals of Value at Risk and Expected Shortfall 

obtained from the Heston model with those from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and verified the ‘fat-tail’ effect of the Heston 

model. On the other hand, we used this Heston model to price 

KOSPI200 index option and performed error analysi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for call options with time to 

expiration of less than 60 days and enough liquidity, the price 

computed by the Heston model is closer to the market price than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Keywords : Heston model,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turn, 

Kernel density, Genetic algorithm, parameter estimation, opti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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